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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동호회 주요 행사(1/2)
백양 고로쇠 축제 관측 지원 : 3/19일, 별내리 펜션, 화중 형님 달리 제작
별따나 메시에 마라톤 : 4/9일, 숚천 준오 형님 별따나 관측지
나주 아지트 시즌2 개소식 : 4/30일, 나주시 반남면 형근 형님 새 관측지

홍길동 축제 관측 행사 : 5/6~7일,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
매곡동 주민센터행사 관측지원 : 7/9일
정회원 정모 : 7/23일, 광주 한산도 풍천 장어
운영진 변경 : 성화중(회장), 김창배(총무) → 싞성수(회장), 서경원(총무), 옥주환(총무)
논의 사항 : 홈피와 밴드 병행, 카페 폐지

1년에 분기별로 4회 정기 관측 시행
회비는 2017년부터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
외부관측 행사 최소화

2016년 동호회 주요 행사 (2/2)
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 : 8/12일

가을 정기 관측회 :10/1~2일, 보성 청소년 수련원, 미니 돕소니언, 천문대 관람, 세미나
숚천 월등 관측모임 : 11/1, 숚천 월등

곡성 관음사 관측모임 : 12/2일 곡성 관음사 주차장

2016년 회원 동정
형근 형님 새 관측지 개소 : 4월

병섭 형님 어깨 수술 : 9월
기원이, 형근형님 둘째딸, 경중형님 첫째딸 수능 : 11월
주환이 첫째 득남 : 12월

동호회 회비 사용 내역
날자
9/21일

10/1일

항목

단위 : 만원

지출

총무 통장 인계

잒액
428.0

가을 정기 관측회 장보기 비용

12.5

415.5

미니 돕소니안 15개

9.0

406.5

저녁 식비

6.3

400.2

숙박비

10.0

390.2

김원영씨
10/3일

입금

병섭형님 입원 위로금

총계

5.0
10.0
47.8

’16년 회부 납부내역 : 회원 15명중 9명 납부
’17년 회비 : 10만원 (홍길동 축제 관측 행사 참석자는 5만원)
정회원 공지란을 통해 회비 납부내역 공지토록 하겠음

395.2
385.2

5.0

385.2

2017년 운영진 선출

2017년 동호회 운영계획
별사랑 정기관측

계절별로 년 4회 정기 관측 행사 진행
별내리 마을 고로쇠 축제 관측 지원

외부행사
회원분들의 의견 수렴후 행사 진행 여부 결정
정기관측 및 번개 관측에 집중하고 외부행사 최소화

숙원 사업
홈피의 개방성과 밴드의 친목성 및 편리성을 갖춘 어플 개발
기타

’17년 부담스러운 목표가 아닌 하고 싶어서 하는 숚수하게 즐거운일 얘기하는 시간
Ex) 몽골 별여행, 찍고 싶은 대상, 공부하고 싶은 주제, 자작 망원경등

